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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이 사망위험에 미치는 영향: 2006-2014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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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on All-Cause Mortality in Korea Analysi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2006-2014
Joo Young Lee, Sung Hi Kim*, Geon Ho Lee, Yun-A Kim, Eun Ryeong Jun, Min Jeong Ju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Backgroun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national health screening on all-cause mortality risk, aged over 45.
Methods: Data from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2006–2014 were assessed. A total of 10,254 participants were included at baseline, and
survival rate was assessed biennially. Using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the effect of health screening on mortality risk was investigated.
Covariates were gender, depression, education, marital status, co-habitants, house income, social engagement, economic satisfaction, private health
insurance, residence location, chronic diseases, and health behaviors (smoking, alcohol intake, regular exercise).
Results: At baseline 2006, 54.4% of participants didn’t undergo health screening. A hazard ratio (HR) for mortality risk of non-participants were 1.36
(95% confidence interval [CI], 1.21–1.53) after adjusting age and gender. Adding marital status and co-habitants to model 1 as covariates, HR was
1.34 (95% CI, 1.18–1.50) (model 2). Adding depression scores and socioeconomic vulnerabilities to model 2, HR was 1.29 s (95% CI, 1.14–1.45)
(model 3). Adding chronic diseases to model 3, HR was 1.26 (95% CI, 1.14–1.48) (model 4). Finally, health behaviors have been added to model 4, HR
was 1.24 (95% CI, 1.10–1.40) (model 5). In addition, the mortality risk increased as the cumulative number of missing health screenig increased
accordingly.
Conclusion: Health screening was an independent factor to reduce mortality risk. Therefore, active encouragement to participate the health screening
should be implemented to reduce all-cause mortality.
Keywords: Health Screening; All-Cause Mortality;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함한 국가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 사업은 2년마다 시행되고 있다.1)

서론

건강검진은 전 임상단계에서 질병을 찾아내는2) 선별검사를 포함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40세 이상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하는 의학적 평가를 일정한 간격으로 실시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진

에 대한 성인병검진이 시작되었고, 2002년 이후부터 위암, 유방암, 간

단과 조기 치료를 통해 질병의 진행을 막거나 지연시켜서 유병률과

암, 대장암 등에 대한 국가 암검진 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자

사망률을 낮추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

궁경부암 검진은 이전부터 실시되고 있었다). 암 및 성인병 검진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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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되었는데, 유효성 여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964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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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동일한 설문으로 반복 조사하였다.

검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Kaiser permanente 프로그램에서

본 연구는 기저조사에 포함된 10,261명 중에서 기초정보가 부족

Friedman 등 이 수행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여러 가지 선별검

한 7명을 제외하여 10,25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사망 여부 평가

사를 수행한 결과 입원기간, 질병발생률, 외래이용률, 사망률에 차이

는 2008년 이후의 면접조사에서 연구대상자의 생존상태를 확인하

가 없었고, 단지 혈압측정과 S결장경 검사만 고혈압과 대장암에 의

였고(Figure 1),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을 면담을 통하여 사망 시기와

한 사망률을 낮추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2015년, 2016년 발표된 만성

사망 원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4)

질환 선별검사에 대한 메타분석 및 체계적 고찰에 따르면, 암 검진이
전체 사망률 감소를 가져오지 못했다.5,6) 이에 반하여, 다른 연구들에

2. 독립변수: 2006년의 국가건강검진 시행 여부와 2006–

서는 건강검진이 전체 사망률 및 특정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

2010년 사이의 건강검진 시행 누적횟수

시켰다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결과들도 다수 있었다.7-9) 유방암, 자궁

2006년 기저조사 시의 검진 수검 여부는 “최근 2년 동안 국민건강

암 및 위암과 같은 단일 암에 대한 검진이 사망률에 어떤 영향을 주

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1차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많았지만,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종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준으로 “예”이면 1회 시행으

연구는 비교적 부족한 편이다.

로 추정하였고 “아니오”이면 미시행으로 평가하였다. 면접이 7–9월

본 연구는 국내 45세 이상 인구집단에서 건강검진이 전체 사망률
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이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기저조사 시의 건강검진 시행군은 2005
년 1월 1일–2006년 면접 시행 시점까지의 시행자가 포함되었다. 이후
다음번 반복 조사까지 2년 동안, 1회 이상 성인병 혹은 암검진 중에

방법

서 어느 하나라도 시행한 경우를 통칭하여 건강검진 1회 시행으로
계산하였다.

1. 연구대상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대상자를 분류하였는데, 첫째는 기저조사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시행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

인 2006년 시점에서 건강검진 시행군과 미시행군으로 구분하였고,

tudinal Study of Aging, KLoSA)의 2006–2014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

둘째는 2006–2010년 사이의 건강검진을 시행한 누적횟수에 따라서

였다. KLoSA는 한국 중고령자의 노동경제학, 재정, 사회학, 사회보장

2006년, 2008년, 2010년 각각의 3회 면접조사에 모두 검진을 하였다

및 사회복지, 건강, 가족관계, 심리학, 주거, 노년학 등에 관한 미시자

고 답한 경우를 3회 시행군으로, 3회 중에서 2번을 시행하였다고 답

료를 패널조사로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 및 관련한 다양한 분야

한 경우를 2회 시행군, 1번인 경우를 1회 시행군, 그리고 한번도 시행

의 연구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조사이다. 연구패널은 일

하지 않은 경우를 미시행군으로 구분하였다.

반 가구 거주지 기반으로 표집되었고, 2006년 당시 45세 이상의 국민
10,261명이 기저조사에 포함되었다. 추가조사는 이후 2년마다 노트

3. 공변량

북을 이용한 대인면접방법(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추정되는 성별, 연령,

으로 시행되었으며, 8년간 총 5회(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결혼상태, 우울 정도, 사회경제적 상태, 만성질환 유병률, 흡연/음주/

Figure 1. Flow diagram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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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인 운동 여부를 포함하였다. 결혼상태는 결혼상태와 비 결혼

5. 통계분석

상태로 구분하였으며, 비 결혼상태에는 이혼, 별거, 사별 등을 포함

8년간의 추적조사에서 건강검진과 사망위험도 사이의 인과관계

하였다. 동거인 여부는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동거로 독거인

(causal relationship)를 알아보기 위하여 Cox 비례위험회귀모형(Cox

경우에는 비 동거로 구분하였다. 우울 수준은 Center for Epidemio-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s)을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10 (CES-D 10) 점수를 이용하였다. CES-

IBM SPSS version 22.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고 통

D 점수의 분포는 0–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많은

계 수치는 위험비(hazard ratio, H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

것으로 해석된다.

val, CI)으로 표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상태는 교육수준, 가계소득, 사회참여점수, 주관적 경
제적 만족도, 사보험 유무, 거주지역 이렇게 6가지 지표를 사용한 사

결과

회경제적 취약성 점수(Socioeconomic Vulnerability score, SEV 점수)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개의 지표의 점수 범위는 각각 0–1점이어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서 SEV 점수 범위는 0–6점 사이이다. 교육수준은 6년 이하(0점), 7–9

연구대상자는 기저조사 기초정보가 부족한 7명을 제외한 10,254

년(0.67점), 10–12년(0.33점), 13년 이상(1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명이었다. 건강검진 시행군는 45.6% (4,675명), 미시행군은 54.4%

가계소득은 가구당 1년간의 소득을 4분위수로 나누어 0–1점 사이

(5,579명)이었고 건강검진 시행군과 미시행군의 사망률은 각각 9.6%

에서 점수를 매겼다(1사분위, 1점; 2사분위, 0.67점; 3사분위, 0.33점; 4

(449명), 14.4% (805명), 평균 생존 개월 수는 각각 90.6±16.5개월,

사분위 0점). 사회참여점수는 종교활동, 고령자 카페, 여가생활, 동창

86.9±22.5개월으로 건강검진 미시행군에서 사망률이 높고 생존 개

회, 자원봉사, 정치활동의 6가지 요소의 점수를 합하여 4분위수로

월이 짧았다. 건강검진 시행군은 미시행군에 비하여 연령이 적은 편

나누어 0–1점 사이에서 점수를 매겼다(1사분위, 1점; 2사분위, 0.67

이고,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건강검진 시행군에서 우울 정

점; 3사분위, 0.33점; 4사분위 0점). 주관적 경제적 만족도는 백분율

도가 경미하고, 사회활동 참여가 많았고, 주관적 경제적 만족도가

(%)로 나타내었고(0%인 경우 1점, 100%인 경우 0점으로 0–1점 범위),

높고, 민간보험 가입율이 높았고,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사보험 유무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로 평가하였다(미가입, 1

결혼상태인 경우가 많았고, 현재 흡연을 하지 않고, 규칙적 운동을

점; 가입, 0점). 거주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부로 나누었다(읍

보다 많이 하였다. 그러나 동거인의 유무, 만성질환 개수, 그리고 음

면부, 1점; 중소도시, 0.5점, 대도시, 0점). SEV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

주 여부는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육수준과 가구소

경제적 상태가 취약함을 나타낸다.

득은 건강검진 시행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었다(Table 1).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 당뇨, 암, 만성 폐질환, 간질환, 심장질
환, 뇌혈관질환, 정신과적질환, 관절염 및 류마티스 질환 가운데 해

2. 기저조사(2006년)의 국가건강검진 시행 여부가 전체

당되는 질병의 개수로 평가하였다.흡연 여부는 현재 흡연자와 과거

사망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흡연자, 비흡연자로 나누었으며, 음주 여부 역시 현재 음주자와 과거

2006년 건강검진 시행 여부에 따른 생존분석을 Cox hazard regres-

음주자, 비음주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규칙적인 운동 여부는 평소

sion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연령과 성별만을 보정한 상태에서 건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을 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구

강검진 시행군과 비교하여 미시행군의 사망위험은 1.36배 증가하였

분해 평가하였다.

다(HR, 1.36; 95% CI, 1.21–1.53) (model 1). Model 1에서 결혼상태와 동
거인 유무를 공변량으로 추가하여 보정한 경우 건강검진 미시행군

4. 종속변수: 전체 사망위험도(all-cause mortality)

의 사망위험도는 1.34배 증가하였고(HR, 1.34; 95% CI, 1.18–1.50)

전체 사망위험도는 2006년에서 2014년까지의 생존상태(사망, 연

(model 2), Model 2에 우울 정도를 추가하여 보정한 경우 미시행군의

구에서 탈락, 생존)와 생존개월수를 이용하여 생존인월(Survival

사망위험도는 1.29배 증가하였다(HR, 1.29; 95% CI, 1.14–1.45) (model

Person-Months)로 평가하였다. 사망에는 자살, 타살 그리고 사고로

3). Model 3에 SEV 점수와 만성질환 개수를 추가하여 보정하면 미시

인한 사망을 제외한 전체 사망 원인을 포함시켰고, 제외 원인으로 사

행군의 사망위험도는 1.26배 증가하였다(HR, 1.26; 95% CI, 1.14–1.48)

망한 경우는 탈락 군에 포함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사망 원인에서

(model 4). 최종 모델로 model 4에 건강행동(흡연, 음주, 규칙적 운동)

제외 경우, 전체=87명; 2차 조사=13명, 3차 조사=16명, 4차 조사=17명,

을 추가한 경우 건강검진 미시행군의 사망위험도는 시행군에 비하

5차 조사=41명).

여 1.24배 증가하였다(HR, 1.24; 95% CI, 1.10–1.40). 최종 모델(mode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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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for analysis at baseline (2006)
Variable
Age

Yes (n=4,675)

No (n=5,579)

All (n=10,254)

61.2±11.8

62.1±10.3

61.7±11.1

Men

2,086 (44.6)

2,377 (42.6)

4,463 (43.5)

Women

2,574 (55.1)

3,217 (57.7)

5,791 (56.5)

90.6±16.5

86.9±22.5

Gender

Survival months

P-value
0.002
0.011

88.6±20.0

<0.001

1,254 (12.2)

<0.001

5.5±5.3

5.4±5.0

0.002

2,684 (48.1)

4,824 (47.0)

Number of death

449 (9.6)

805 (14.4)

CESD10 score (0–30)

5.3±4.6

2,140 (45.8)

Components of SEVa
Education
≤6 y
7–9 y
10–12 y
≥13 y
House income (10,000 won/y)

0.179
757 (16.2)

900 (16.1)

1,657 (16.2)

1,265 (27.1)

1,443 (25.9)

2,708 (26.4)

495 (10.6)

562 (10.1)

1,057 (10.3)

1,928.3±2,464.6

1,887.0±2,491.0

1,906.1±2,479.1

0.421

7.3±6.3

6.4±6.0

6.8±6.2

<0.001

49.6±23.3

45.3±25.3

47.2±24.5

<0.001

Yes

1,705 (36.5)

1,593 (28.6)

3,093 (30.2)

No

2,947 (63.0)

3,990 (71.5)

2,984 (29.1)

1,175 (25.1)

1,149 (20.6)

2,324 (22.7)

Social engagement scoreb
Self-rated economic satisfaction (%)

<0.001

Private insurance

<0.001

Residence
Rural
Small city

1,459 (31.2)

1,884 (33.8)

3,343 (32.6)

Urban

2,026 (43.3)

2,561 (45.9)

4,587 (44.7)

829 (17.7)

1,470 (26.3)

2,299 (22.4)

3,831 (81.9)

4,124 (73.9)

7,955 (77.6)

<0.001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No. of co-residence

2.96±1.3

3.00±1.4

2.98±1.4

No. of chronic diseasec

0.72±0.91

0.73±0.94

0.72±0.93

Current

767 (16.4)

1,210 (21.7)

Past

525 (11.2)

453 (8.1)

978 (9.5)

3,367 (72.0)

3,930 (70.4)

7,297 (71.2)

1,977 (19.3)

325 (7.0)

364 (6.5)

689 (6.7)

Alcohol intake status
Current

0.575
<0.001

Smoking status

None

0.095

0.069

Past

1,813 (38.8)

2,076 (37.2)

3,889 (37.9)

None

2,522 (53.9)

3,154 (56.5)

5,676 (55.4)

Yes

2,037 (43.6)

1,895 (34.0)

3,932 (38.2)

No

2,623 (56.1)

3,699 (66.3)

6,322 (61.7)

<0.001

Regular exercis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CESD10,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for depression-revised 10 items; SEV, Socioeconomic Vulnerability.
a
SEV score was composed of 6 items, each score range was 0–1, 6 items: 1) education level, 2) house income, 3) social engagement score, 4) self-rated economic satisfaction, percentage, 5) private insurance, 6) residence). bSocial engagement score was composed of 6 items, 1) religious, 2) senior-cafe 3) leisure 4) alumni 5) volunteer
6) political. Single: included divorced, and separated state. cChronic disease included hypertension, diabetes, osteoarthritis, rheumatoid arthritis, cancer, chronic pulmonary disease, liver disease, heart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mental disease

에서 건강검진 시행 이외에도 연령이 많을수록, 남자일수록, 배우자

3. 2006–2010년 사이 국가 검진 수검 누적횟수가 전체

가 없는 경우, 동거인이 없는 경우,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사망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만성질환 유병개수가 많을 수록, 흡연을 하는 경우, 규칙적 운동을

건강검진과 사망위험도 사이의 양-반응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

하지 않는 경우에 사망위험도가 증가하였다(Table 2).

였다. 2006–2010년 사이의 건강검진 누적횟수에 따라서 네 군으로
구분하였는데, 2006년, 2008년, 2010년의 기저조사와 2번의 추적조
사 시에 2년마다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모두 시행한 경우 누적검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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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R for all-cause mortality by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at baseline (2006)
Variable

Model 1
HR

Model 2

95% CI

HR

Model 3

95% CI

HR

Model 4

95% CI

HR

Model 5

95% CI

HR

95% CI

Health screening program
at baseline (2006)
Yes

1.00

No

1.36

1.21–1.53

1.34

1.00
1.18–1.50

1.29

1.00
1.14–1.45

1.26

1.00
1.14–1.48

1.24

1.00
1.10–1.40

Age (y)

1.12

1.11–1.12

1.11

1.10–1.11

1.10

1.09–1.11

1.10

1.09–1.11

1.10

1.09–1.11

Gender

0.85

0.83–0.88

0.82

0.80–0.85

0.81

0.78–0.83

0.81

0.78–0.84

0.81

0.78–0.85

Marital status

1.36

1.15–1.60

1.36

1.15–1.60

1.36

1.16–1.61

1.36

1.16–1.61

No. of Co-residence

0.91

0.75–1.10

0.78

0.64–0.94

0.76

0.63–0.93

0.77

0.64–0.95

1.05

1.04–1.06

1.04

1.03–1.05

1.04

1.03–1.05

SEV scorea

1.22

1.15–1.30

1.20

1.13–1.27

No. of chronic diseaseb

1.35

1.24–1.47

1.36

1.25–1.48

Smoking status

1.12

1.04–1.23

Alcohol drinking

1.07

1.00–1.16

Regular exercise

1.04

1.01–1.08

CESD10 score (0–30)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s were adjusted for Model 1: age, gender; Model 2: marital status, no. of co-residence were added to Model 1; Model 3: CESD10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for depression-Revised 10 items) score and SEV score were added to Model 2; Model 4: no. of chronic disease were added to Model 3;
Model 5: health behaviors (smoking state, alcohol use state, regular exercise) were added to Model 4.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CESD10 scor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for depression-Revised 10 items score; SEV, Socioeconomic Vulnerability.
a
SEV score was composed of 6 items, range 0–6; 1) education level, 2) house income, 3) social engagement score, 4) self-rated economic satisfaction (percentage), 5)
private insurance, 6) residence; SEV score quartiles Q4: ≤4.25, Q3: 4.00–3.50, Q2: 3.25–2.50, Q1: ≤2.25. bChronic disease included hypertension, diabetes, osteoarthritis, rheumatoid arthritis, caner, chronic pulmonary disease, liver disease, heart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mental disease.

Table 3. HR for all-cause mortality by number of biennial national health screening received
National Health screening at baseline, 2006
Yes

No

Total

HR

CI

1.10–1.40

Number of National Health
screening at 2006
0 (No)

0

5,994

5,994

1.24

1 (Yes)

4,660

0

4,660

1

0

0

2,141

2,141

3.49

2.81–4.34

1

977

1,813

2,790

2.31

1.86–2.89

2

1,291

1,640

2,931

1.60

1.27–2.02

3

2,392

0

2,392

1.

Cumulative number of biennial
health screening from 2006–2010

Adjusted for age, gender, marital status, no. of co-residenc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for depression-Revised 10 items score and Socioeconomic vulnerability
score, no. of chronic disease, and health behaviors (smoking state, alcohol use state, regular exercise).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회군으로 분류하고, 2번만 시행한 경우는 누적횟수 2회군으로, 1번

고찰

에 그친 경우에는 누적횟수 1회군으로,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에는 미시행군으로 분류하였다. 최종 모델(model 5)으로 분석하였을

본 연구는 45세 이상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이 전체

때, 누적횟수 3회 군의 사망위험도를 1로 두었을 때(HR, 1), 누적횟수

사망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저조사

2회군, 누적횟수 1회군, 그리고 미시행군의 사망위험도는 각각 1.60

시점에서 건강검진 미시행군은 시행군에 비하여 추적기간 8년 동안

배(HR, 1.60; 95% CI, 1.27–2.02), 2.31배(HR, 2.31; 95% CI, 1.86–2.89), 3.49

사망위험도가 1.24배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건강검

배(HR, 3.49; 95% CI, 2.81–4.34)로 사망위험도가 직선적으로 증가하

진 미시행군은 3회 누적 시행군과 비교하여 2014년까지 추적기간 4

였다. 건강검진 누적횟수와 사망위험도 사이에는 역상관 양-반응 인

년동안 사망위험이 3.49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건강검진 시행 시 전

과관계(reverse dose-response causality)를 보였다(Table 3).

체 사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조기 검진과 사망률의 관련성에 대한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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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에 정기건강검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Kaiser permanente

양호한 편이었다.이에 더하여 건강행동의 차이도 고려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대략 만 명의 성인을 등록해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데, 다른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경우 건강

수행했고 7년과 16년 후에 이를 분석했다. 청력, 시력, 안압, 폐기능검

에 대한 관심과 행동 보다는 생계활동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 흉부 X-선 검사, 유방촬영, 요검사, 혈액화학검사, 부인과 진찰 및

질병에 대한 이해 및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검진을 시행

자궁경부세포진 검사, 심전도, 혈압측정, S결장 검사 등의 여러 가지

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여 검진의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

선별검사를 수행한 결과 입원기간, 질병발생률, 외래이용률, 사망률

다.14) 또한 교육수준이 높고 기혼 상태이며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을

에 차이가 없었고, 단지 혈압측정과 S결장경 검사만 고혈압과 대장

수록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수검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15)

암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었다고 보고했다.4) 이 연구에서 정기건강검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위암 수검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진은 포괄적인 다항목 선별검사를 포함했고, 분석대상은 의료 이용

존재함을 볼 수 있었다.16)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상태나 건강행

률과 전체적인 사망률이었다. 그 밖의 소규모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

태 같은 요소들을 보정한 후에도 검진 시행군에서 유의한 사망률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어 어떤 연구도 정기건강검진이 유병과 사

감소가 있었으며, 이는 검진 수검 자체가 사망률 감소에 중요한 요인

망률을 줄인다는 확실한 증거는 부족하였다.10) 이외에도 만성질환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선별검사 시행의 메타분석에 대한 체계적 고찰에서는 연구 중 33%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10,254명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규

가 질병 특이 사망률의 감소를 보였으나 전체 사망률의 감소는 보이

모 집단을 종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연구결과를

지 못했고,5) 검진의 유해성 위험에 비해 검진이 기여하는 전체 사망

4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에게 일반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률의 감소가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6)검진이 사망률을 줄이는데 기여

다만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답변자의 대답이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위 연구들에서는 선별검사 자체가 가진 한계

나 인식이 주관적이고 그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어 정보 비뚤림이나

점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부족한 점과

회상 비뚤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망과 관련된 정보는

효과적인 치료법의 부족, 그리고 치료는 가능하지만 검진과 치료과

의료 기록이 아닌 가족들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뚤림

정에서 위해와 이득의 비율이 바람직하지 못한 점들을 가능성으로

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수검자의 특성 및 건강행

추정하였다. 이에 반하여 건강검진의 긍정적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

태는 2006년 기저조사에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후 추적기간 동

도 다수 있었는데, 매년 유방촬영을 시행한 여성들에서 전체 사망률

안의 건강행태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7)

및 유방암에 의한 사망률이 모두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고, 국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대표성을 갖는 최근의 광범위한 자료

서 2002년 이후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 가운데 위암에 관한 자료를

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는 국가건강검진이 전체 사망률 감소의 독립

이용한 최근 연구에서도 위암 검진을 한번도 받지 않은 군에 비해

적인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전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위내시경을 통해 위암 검진을 받은 군에서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9)

의미 있게 감소했음을 보였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참여를 활발하게 권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국가건강검진을 수검한 군에서 전체 사망률
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Morrell 등8)의 연구에

요약

서 볼 수 있듯이 검진을 통한 암의 조기 발견이 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을 그 요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른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배경: 45세 이상의 인구집단에서 국가건강검진이 사망 위험에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유방촬영은 유방암을 조기에 더욱 치료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쉬운 단계에서 발견해 유방암 관련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발

방법: 8년 동안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된 프로그램이고, 유방촬영을 건너뛰어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Aging, 2006–2014)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6년 시점에서 연구대상자

진행된 단계에서 유방암을 진단받을 위험이 증가하여 사망률이 증

는 10,254명이었고 조사는 2년에 1번씩 시행되었다. 콕스-비례위험모

7,11-13)

검진 시행

델을 이용하였다. 공변량은 성별, 우울, 교육, 소득, 결혼상태, 동거인

군은 미시행군과 비교하여 건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 양호

여부, 소득, 사회활동, 경제적 만족, 민간건강보험 여부, 거주지, 만성

하게 나타났는데, 양호한 건강요인들도 사망위험도 감소에 기여하

질환, 건강행동(흡연, 알코올 섭취,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시점에서 건강검진 시행군은 미시행

결과: 2006년 시점에서 대상자의 54.4%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군에 비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 정신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요인이

연령과 성별을 보정한 후, 미시행자의 사망 위험비 hazard ratio (HR)

가하는 결과를 보인 것과 같은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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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36 (95% 신뢰구간[CI], 1.21–1.53)이었다. 모델 1에 결혼상태와 동
거인 여부를 추가로 보정함 후, HR은 1.34 (95% CI, 1.18–1.50) (모델 2)
이었다. 모델 2에 우울 점수 및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추가하여 보정
하고 HR은 1.29 (95% CI, 1.14–1.45) (모델 3)이었다. 그리고 모델 3에 만
성 질환을 추가하여 보정한 HR은 1.26 (95% CI, 1.14–1.48)이었다 (모
델 4). 마지막으로, 모델 4에 건강행동을 추가하여 보정한 후, HR은
1.24 (95% CI, 1.10–1.40)이었다 (모델 5). 이에 더하여, 누락된 건강검진
누적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 위험도 증가했다.

결론: 건강검진은 사망위험을 줄이는 독립변수로서 작용하였다. 따
라서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건강검진 시행 참여를 위한 적
극적인 권유가 필요하다.

중심단어: 건강 검진;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위험; 콕스 비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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